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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 확대 채널 예혼합 화염의 연소 소음 기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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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lame stabilization conditions and combustion noise characteristics induced by premixed

flames in sudden expansion channels were experimentally investigated. Nozzle size and

channel scale were varied continuously, and variation of flame behaviors was examined.

Combustion noise was observed at specific configurational conditions, and their

mechanism was investigated. This study will help understand premixed flame instability

at the burner surface.

Key Words : Flame instability, Sudden expansion nozzle, Combustion noise, Premixed

flame

* 중앙대학교 기계공학부 대학원

** 중앙대학교 기계공학부

† 연락저자, nikim@cau.ac.kr

TEL : (02)820-5753 FAX : (02)825-5753

OS : Outlet Step

(0∼40mm)

IG : Inlet Gap

(0∼40mm)

QH : Quartz Heights

Fig. 1. A schematic of combustor with sudden

expansion configuration and a 3D drawing of ha

lf side of the burner

 예혼합 화염 연소기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화
염의 안정화 영역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화염 
안정화 영역의 확보는 연소기의 운전 범위(TDR, 
turn down ratio)를 결정하며, 저공해 연소를 달
성하기 위한 운전 경로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
하다. 특히 난류 화염 연소기에서는 화염 안정화 
범위의 확장을 위해서 스월을 이용한 화염 안정
화 또는 예혼합 화염 주위의 유동 확장을 이용하
는 경우가 많다[1,2]. 예혼합 평면 화염의 기본 
구조를 선택할 경우 연소기 표면에서의 화염 안
정화는 연소기의 기공율에 따라 안정화 범위가 
주로 지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실제 
연소기의 개발 과정에서는 연소기 기공율의 변화
에 따라 연소실 내부에서 원하지 않는 소음이 발
생하는 조건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연소 소음은 일반적으로 연소기 내부
에서의 음향학적 소음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지
만[3], 연소기 표면 근처에 형성된 화염에 대해
서는 음향불안정성에 대한 기본 이론을 직접 적
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연소기 표면 화
염의 거동이 연소기 표면형상이나 열적 조건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 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좁은 채널 내부에서의 유동 및 온도 조건에 따른 
화염의 전파 속도 및 화염 구조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로부터 이러한 특성을 짐작할 수 있다[4,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공율의 연소기 
형상을 단순화한 구조로 노즐과 채널의 폭을 변 
경할 수 있는 가변형 급속확대채널을 가진 연소
기를 사용하여 화염의 거동 특성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 연소기를 Fig. 1에 나
타내었다. 연소기의 노즐 사이즈(IG, inlet gap)
를 변경할 수 있고 출구쪽 채널의 확장 단차(O
S, outlet step)를 마이크로 이송대를 이용하여 
정밀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다양한 
형상 조건을 실험할 수 있었다. 연소공간의 길이
는 앞뒤 석영판의 높이(QH, quartz height)를 변
화시켰다. 연료는 메탄(>99.995%)을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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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ame stabilization limits for various no

zzle gaps (channel gap was 20 mm, QH=175

mm)

(a) (b) (c)

Fig. 3. The flame images in sudden expansion

nozzle (channel gap was 20 mm, IG=2mm, QH=

175mm, =0.94), flow rate increases from (a) to

(c)

(a)

(b)

Fig. 4. Frequency of combustion noize within

sudden expansion channels and direct flame

images (a) OS=4mm, (b) OS=3mm (IG=2mm, 
=0.94, Vm=91cm/s)

으며, 수분을 제거한 공기를 사용하였다. 유량은 
MFC(질량 유량계)를 사용하여 제어하였다. 

우선, 출구 채널의 폭을 20 mm로 충분히 크
게 설정한 조건에서 다양한 노즐사이즈(IG)에 
대한 화염 안정화 조건을 Fig. 2에 나타내었다. 
노즐 사이즈가 1 mm에서 2.5 mm로 확대되는 
동안 화염의 안정화 영역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화염 안정화 조건은 당량비() 
0.7~1.35 정도까지 확대되었으며, 평균 유속은 
최소 20 cm/s에서 최대 170 cm/s 범위를 가진
다. 노즐 간격이 2.5 mm 이상에 이르게 되면 이
론혼합비 근처의 당량비 0.94~1.11 조건에서는 
노즐 간격이 소염 거리보다 충분히 크게 되어 일
부 조건에서 화염의 역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화염 안정화 실험 과정에서 세 가지의 화염 
구조를 관찰할 수 있었는데, 대표 조건에 대해 
약간 왼쪽과 정면에서 바라본 화염의 형상이 유
량의 증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Fig. 3에 제시
하였다. 

화염의 역화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가장 안정
화 범위가 확대된 조건인 노즐 간격 2 mm  조
건에 대해 출구채널의 스텝 간격 (OS)을 변화시
켰을 때 연소 소음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압력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마이크로폰(130E20, P
CB)을 출구 노즐 상부 200 mm 위치에 두었다. 
측정 압력 변동을 Labview를 이용하여 FFT 변
환한 결과를 Fig. 4에 비교하였다.  여기서 SPL
A(Sound Pressure Level A)를 사용하였다. 출
구 채널의 스텝 간격이 2 mm와 3 mm이 조건에
서의 FFT 결과를 각각 Fig. 4(a)와 4(b)에 해당 
조건에서의 화염 사진과 함께 제시하였다. 채널 
스텝의 감소에 따라 전체적으로 소음의 강도와 
주파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6]. 이는 
연소기의 연공부와 밀폐부의 비 또는 연소기의 
기공율에 따른 연소 소음의 특성 변화를 의미한
다. 

연소기 출구 채널에서의 단차 변화와 연소 공
간의 크기 변화에 따른 최대 압력변동의 크기 변
화를 실험한 결과가 Fig. 5이다. 채널의 길이(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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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mplitude of the combustion noise

depending on channel length and step

scales

H)를 200 mm로부터 150 mm로 감소함에 따라 
최대 연소소음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채널 길이 변화의 모든 조건에서 특정 채
널 단차(OS) 크기 (4∼5mm) 근처에서 최대 연
소소음이 관찰되었다[5]. 다만 연소공간 길이의 
감소에 따라 최대 압력 변동이 발생하는 스텝 길
이 조건 역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출구 단차 
제어를 통한 자세한 실험을 추가 수행중이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본 연소기의 소음이 단차 
공간에 형성된 유동 재순환 특성에 의해 지배됨
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동 재순환 
구조는 채널의 길이에 의해 결정되는 음향학적 
압력 변동에 직접 영향을 받고 있다. 다만 이러
한 유동 재순환 구조가 화염의 구조에 어떤 형태
로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화염 불안정성에 가진 
효과를 일으키는지는 아직 불명확하여서 이에 대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추가 연구
를 통해 기공율이 낮은 연소기의 표면에서 발생
하는 화염의 음향학적 불안정성을 이해한다면 예
혼합 연소기의 설계에 도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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